
콩코드 아카데미 3 월 13 일 여행 제한이 있는 나라의 기숙 학생 

가정들을 위한 업데이트 

 

친애하는 국제 기숙 학생 가족들께, 

 

제가 3 월 11 일 수요일에 우리 학교 전교생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할 CA 의 계획에 대하여 

이메일 보내드린 후 새로운 결정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. 한 아버지와 한 학교의 교장으로서, 

저는 자녀(들)와 떨어져 있다는 것과  불안한 시기를 같이 직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

압니다. 저희의 최고우선 사항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웰빙을 

보호하는 것입니다.  

 

현재 미국에서 급작스럽게 변동하는 상황을 고려하여, 저희는 학부모님께서 하실 수 

있으시다면 되도록 빨리 귀자녀가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권합니다. 저희가 

알아보니 베이징 항공편(보스턴-토론토-베이징)과 상하이 항공편(보스턴-런던-상하이)이 

아직 운행하고 있고, 항공사들이 계속 남한, 홍콩, 인도네시아 및 타이에 있는 공항들로 

운행하고 있습니다. 이 시점에 집에 갈 수 없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, CA 는 

학부모님들와 협력하여 자녀가 보스턴에 임시적으로 묵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을 도울 

것입니다. 

 

제가 지난번 이메일 보낸 후 이틀 사이에, 매사추세츠 주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, 지역 및 

전국적인 보건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권장하며 상황이 급격히 

바뀌었습니다.  

 

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, 돌발 상황 관리팀(Incident Management Team, IMT)과 저는 아래와 

같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. 

 

● CA 는 3 월 23 에 개강하지 않고, 3 월 30 일 일자로 원격 수업 형식으로 시행할 

것입니다.  

● 교사들은 3 월 23 일 주간에 원격 수업 도구들 및 프로토콜에 능숙해지도록 가상훈련을 

받을 것입니다. 

● 저희는 오는 며칠 및 몇주 동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심각성을 지켜 볼 

것입니다.  

● 저희는 4 월 20 일 전에, 남은 학기를 캠퍼스에서 수업을 할지 아니면 남은 학기 내내 

캠퍼스 운영을 정지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.  

● 다시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, 빨라야 5 월 4 일일 것입니다 (기숙 학생들은 5 월 

3 일에 캠퍼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)  



● 저희가 남은 학기 중 캠퍼스에서 수업을 갖지 못할 경우, 졸업식 주간 행사들을 다시 

고안할 것입니다.  

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. 저희는 이 변화가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

우리의 커뮤니티를 도전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. 저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

것에 우리의 학생들, 가족들, 그리고 교사진 및 직원들이 대응하는 집념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. 

 

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CA 를 학습 환경 및 생활 환경으로 유지할 것입니다. 

 

● 학생들은 계속 학습에 종사할 것입니다. 가정들은 다음 주까지 원격 수업에 관한 자세한 

설명을 받으실 것입니다. 

● 저희는 상담, 채플 시간, 기숙사 회의와 같은 CA 생활에 필수적인 경험들을 조정하고 

지속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.  

 

우리의 캠퍼스는 현재 문이 닫혀있습니다. 저희는 교사진과 직원들에게 원격으로 근무할 것을 

요청하고, 캠퍼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위생에 주위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

있습니다.  또한 SHAC 과 gym 도 문을 닫을 것입니다. 

 

이 기간 동안 저희의 우선 사항은 우리의 학생들을 학업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

것입니다. 저희는 또한 이 변화가 각 가정과 각 학생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

것을 인정합니다. 학부모님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, 저나 아래 사무실들에 

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: 

 

○ 학업 관련: Laura Twichell, laura_twichell@concordacademy.org, 그리고 

Sarah Yeh, sarah_yeh@concordacademy.org  

○ Student Life, student_life_office@concordacademy.org  

○ Health Center, healthcenter@concordacademy.org 

 

저희가 실시할 조치들이 학교 웹사이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: 

https://concordacademy.org/coronavirus-covid-19-update/ 

 

기숙사 방에 귀하의 자녀(들)의 소중한 소지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보건적인 

이유로 기숙사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할 수는 없지만,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, 저희에게 

알려주십시오. 이러한 요청은 Student Life 사무실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: 

student_life_office@concordacademy.org. 마찬가지로, 모든 약에 관련된 요청이나 

개인적으로 제공되었던 지원사항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Health Center, 

healthcenter@concordacademy.org 로 연락주십시오. 

 

저희는 학부모님과 협력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도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Boardingware 를 

통하여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가능하시다면, 자녀의 여행 계획을 3 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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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일 화요일까지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그래야 학생들이 호스트, 보호자, 또는 

학부모의 허가를 받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“Extension” 패스를 그 날짜까지 완성할 수 

있습니다. 비록 학생이 현재 집에 있고 계속 집에 있을 지라도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자리를 

잡았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하여, 모든 학생들은 새로운 패스를 제출해야 합니다. 

 

코로나 19 의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19 에 감염되었다고 가정되거나 또는 확진된 모든 

학생들을 Health Center 에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 정보는 비밀이 지켜지며, 저희가 

계획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. 

 

요즘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, 우리는 코로나 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

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. CA 의 마스코트는 적응력을 상징하는 카멜레온입니다.  참된 

CA 의 정신으로, 저희는 우리의 학생들을 계속 도와주고 지원할 것입니다. 저희는 학부모님께 

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 

 

감사합니다, 

 

Rick Hardy 

교장 

Dresden Endowed 의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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